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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1학기 (한국어 4반) 학습지도안

학기 1학기

담임교사 정영미

수업목표

1. 2020/21학년도 한국어 4반은 바르셀로나 한글학교에 3- 7년째 재적중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의 한국어 공부로 문법과 기타 단어 등 알고 있는 부분도 많고, 한
국어 공인 인정 시험인 TOPIK I 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
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2020/21학년도 한국어 4반의 수업목표는 크게 다음과 같다.  
• 말하기/회화 연습 중점: 수업의 중심 대화는 길고 어려운 지문 대신에 짧고 간단한 대화
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대화의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해 
말 할 수 있는지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한다. 또 학생들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 배운 표현
들을 이용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 TOPIK II 시험을 준비한다. 

3.매 수업 짧은 YouTube 비디오 시청을 통해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삷등을 소개하여 학생들
로 하여금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도록 한다. 

교   재

1. 주: 교사가 매주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 PPT를 준비한다. 
2. 참고자료:  

• 고려대학교 바른 한국어 3, 4  
• 서강한국어 2B, 3A, 3B 
• Integrated Korean: Intermediate 1, 2  
• 영상자료: YouTube.com

2020/21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10월

1주
(3일)

추석

1. 한국의 명절인 추석과 관련된 대화 듣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핵심 한자어 단어를 통해 연관 어휘 익히기: 오늘의 한자
어 연휴 (連休)’의 ‘연(連)’  

4.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히기 
(1)-단 말이에요? 
(2)-(으)ㄴ/는데도 
(3)-(이)면 되다 
(4)-곤 하다/했다 

5. 시대별 추석 귀성 풍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3편의 짧은 
YouTube 비디오를 보고 한국어 듣기를 연습하고 한국
의 문화를 이해하기 

6.  TOPIK 2 Part1, 1번부터 10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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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10일)

날씨

1. 추워진 날씨와 주말 계획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핵심 한자어 단어를 통해 연관 어휘 익히기: 오늘의 한자
어 난방(暖房)의 ‘난(暖)’  

4.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히기 
(1)(상태동사)-아/어지다 
(2)(상태동사) -던 
(3)-(으)ㄴ다음에/후에; -고 나서 
(4)-잖아요 
(5)-(으)면 좋겠다 

5. 학생들의 WhatsApp 문자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  ‘게요 
vs 거예요’ 차이점 복습 

6. 한글날 관련 2편의 짧은 YouTube 비디오를 보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시간을 거쳐 현대로 들면서 없어진 네 개
의 자음에 대해 알아보고 한글의 세계와와 더불어 그 부
활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본다. 

7.  TOPIK 2 Part2, 11번부터 15번까지. 

3주 
(17일) 추억의 사진

1. 부모님의 젋었을 때의 사진을 보면서 나누는 대화를 듣
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핵심 한자어 단어를 통해 연관 어휘 익히기: 오늘의 한자
어  서점(書店)의 ‘점 (店)’ 

4.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히기.  
(1)(동작동사)-던 
(2)-곤 하다 
(3)-ㄴ/는지 
(4)-아/어보다 

5. 학생들의 WhatsApp 문자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  ‘좋아
요 vs 좋아해요’ 용례 차이   

6. 짧은 YouTube 비디오를 보고 한국어 듣기를 연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 (10월 7일 현재 비디오 미선정) 

7.  TOPIK 2 Part3, 16번부터 20번까지.

4주 
(24일) 도난사고

1. 사무실 도난 사고와 관련된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핵심 한자어 단어를 통해 연관 어휘 익히기: 오늘의 한자
어  신고 (申告)의 ‘고 (告)’ 

4.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히기 
(1)-아/어 있다 
(2)피동사  
(3)-(으)ㄴ/는   

5. 짧은 YouTube 비디오를 보고 한국어 듣기를 연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 (10월 7일 현재 비디오 미선정) 

6.  TOPIK 2 Part4, 21번부터 24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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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5주 
(31일)

단편 영화 
‘여름, 버스’

1. [단편영화] 여름, 버스 (Summer, bus) _ Korean Short 
film을 시청하고 ‘버스’라는 공간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승객들과 운전기사 사이의 일상의 소소하고 행복한 에
피소드를 통해 일상 생활 속의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정(情)’을 이해한다. (상영 시간 18:05)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표준어와 다른 경상도 방언의 억양과 단어를 들어본다. 
4. 핵심 한자어 단어를 통해 연관 어휘 익히기: 오늘의 한자
어  안전 (安全)의 ‘안(安) ’ 

5. 영화 대사에 쓰인 문법 내용을  익히기 
(1)한국어의 ‘어떻게’의 다양한 용례  
(2)-(으)러  

6.  TOPIK 2 Part1-4에서 나오는 TOPIK 2 수준 단어와 문법 
정리   

7. 10월 한 달동안 배운 표현들을 이용하여 상황을 만들어 
대화 연습을 한다. 

8. 학생 2명, 주제 발표

11월

1주
(7일) 쇼핑과 유행 1

1. 친구와 함께 쇼핑 계획을 세우는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핵심 한자어 단어를 통해 연관 어휘 익히기: 오늘의 한자
어  정장(正裝)의 ‘정(正)’과 ‘장(裝)’ 

4.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힌다.  
(1)-(으)려고 
(2)-기 (상태동사, 쉽다, 어렵다 좋다) 
(3)계획이나 의도의 표현 간단 정리  

• 할까하다 
• 하려고 하다 
• 할 거예요 
• 할래요 
• 할게요 
• 하기로 했어요 

5. 짧은 YouTube 비디오를 보고 한국어 듣기를 연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 (10월 7일 현재 비디오 미선정) 

6.  TOPIK 2 Part5, 25번부터 29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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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14일) 쇼핑과 유행 2

1. 백화점 직원과의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핵심 한자어 단어를 통해 연관 어휘 익히기: 오늘의 한자
어  유행(流行)의 ‘류/유(流)’와 ’행(行)’ 

4.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힌다. 
(1)말고 
(2)-아/어도 되다 
(3)-(으)면 안 되다 
(4)-(으)ㄴ/는/으(ㄹ)것 같다 

5. 짧은 YouTube 비디오를 보고 한국어 듣기를 연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 (10월 7일 현재 비디오 미선정) 

6.  TOPIK 2 Part6, 30번부터 34번까지

3주
(21일) 실수와 변명

1. 실수를 해서 변명을 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핵심 한자어 단어를 통해 연관 어휘 익히기: 오늘의 한자
어  고장의 ‘고(故)’와 고생(苦生)의 ’고(苦)’ 

4. 대화에 나오는 ‘귀’와 관련된 관용표현을 배운다. 
       (1) 귀가 가렵다 
       (2) 귀에 못이 박히다 
       (3) 귀를 기울이다 
       (4) 귀가 솔깃하다 

5.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힌다. 
(1)-느라고 
(2)-(으)ㄴ 줄 알다 

6. 짧은 YouTube 비디오를 보고 한국어 듣기를 연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 (10월 7일 현재 비디오 미선정) 

7.  TOPIK 2 Part7, 35번부터 38번까지

4주
(28일)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  

‘엄마, 미안’

1. <휴먼다큐멘터리 사랑 2011, 3회> 엄마, 미안; 원인모를 
출혈로 18번의 수술과 오랜 병원 생활을 하는 4살 서연이
의 병원 생활을 다룬 짧은 비디오 시청;  어렵지 않은 단
어 사용과 빠르지 않은  나레이션으로 학생들이 큰 문제 
없이 이해할 것으로 예상됨.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TOPIK 2 Part5-7에서 나오는 TOPIK 2 수준 단어와 문법 
정리   

4. 11월 한 달동안 배운 표현들을 이용하여 상황을 만들어 
대화 연습을 한다. 

5. 학생 2명, 주제 발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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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일) 한국으로 GO!

1.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여행 준비
를 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핵심 한자어 단어를 통해 연관 어휘 익히기: 오늘의 한자
어  왕복(往復)의 ‘복/부(復)’와 필요(必要)의 ‘필(必)’ 

4.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힌다. 
(1)-게 되다 
(2)-(으)면 되다; -만 -(으)면 되다 

5. ‘손’과 관련된 관용표현을 배운다. 
(1)손이크다, 작다 
(2)손이 닳도록 ;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3)손을 보다  
(4)손에 익다  
(5)손이 맵다 

6. 짧은 YouTube 비디오를 보고 한국어 듣기를 연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 (10월 7일 현재 비디오 미선정) 

7.  TOPIK 2 Part8, 39번부터 41번까지

2주
(12일) 한국 여행 후기

1. 한국 여행을 다녀와서 그  경험을 얘기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핵심 한자어 단어를 통해 연관 어휘 익히기: 오늘의 한자
어  기억(記憶)의 ‘기(記)’와 ‘억(憶)’ 

4. 한자어 명사 위에 붙는 어미 ‘-적’이 들어간 단어를 익힌
다. (예:인상적, 적극적, 소극적, 민주적, 졍제적, etc.) 

5.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힌다. 
(1) 이중과거 ‘-았/었었’ 
(2) -아/어 본 적이 있다/없다 
(3) -(으)니까; 이유와 순차표현 

6. 짧은 YouTube 비디오를 보고 한국어 듣기를 연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 (10월 7일 현재 비디오 미선정) 

7.  TOPIK 2 Part9, 42번부터 45번까지

3주
(19일) 1학기말 평가

1. 1학기 성취도 평가 
2. 성취도 평가 문제 풀이 
3.  TOPIK 2 Part10, 46번부터 50번까지 
4. 학생 2명, 주제 발표


